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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2-phase feeder system for wireless
vehicle charging is investigated, which generates moving
magnetic field with nearly constant magnitude using 2-phase
currents. A moving field is very useful to magnetizing pickups
mounted on underneath of electric vehicles.

1. 서    론

최근 들어 전기기기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하여 무선전력전송시스
템이 많이 연구되고 도입되고 있다[1]-[6].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은 급전
측에서 집전 측으로 직접 전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
런 장점으로 인해 가전 기기, 사무용 기기나 전기 자동차 등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격 거리는 사용 주
파수를 높여서 해결을 하고 있으며 이격 거리가 클 때 발생하는 자기
인덕턴스는 크고 상호 인덕턴스가 적은 문제는 공진을 도입하여 해결하
고 있다. 그러나 집전 측 기기의 위치나 자세가 집전 성능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7]-[13]. 요즈음 들어 Tesla의 전기 자동
차 사업은 성공적으로 보이고 자동차용 무선 충전 장치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충전 장치에서는 위치에 따라 최대 출력이 변하는 문제점이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무선 충전에 있어서 pickup에 유기되는 전
압이 위치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장치는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2상 권선에 2상 교류 전류를 흘려
이동 자속을 발생시켜 유기기전력이 pickup이 놓인 위치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였다. feeder의 구동 인버터가 soft-switching으로 동작하기 위
해서는 pickup에 다수의 코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본    론

  2.1 이동 자속의 발생과 유기기전력
그림 1(a)와 같은 구조의 시스템에서는 pickup에 유기되는 전압이

그림 1(b)처럼 pickup의 위치에 따라 크게 변한다. 여기에서 동작주파수
는 85 [kHz], 코일은 정방형으로 한 변이 25 [cm], 권수는 12 [회], 급전
측 전류는 40 [A]이다. 안정된 동작을 위해서는 pickup의 위치가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유기되는 전압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하여 그림 2(a)와 같은 구조의 급전 코일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급전부는 2조의 코일로 구성되었다. 두 조에는 m

개/(m+1)개의 코일이 직렬 접속되어 있다. 각 조의 코일에는 다음과 같
은 2-상 전류가 흐른다.

(1)
(2)

(a) (b)

<그림 1> 기존의 급전 집전 코일과 유기전압의 변동 특성

각 전류에 의해서 pickup 측에는 전류와 같은 형태의 교번 자속이 발생
한다. 그러나 두 자속을 합성하면 이동자속이 발생한다. 이동 자속이 발
생되는 범위 내에서는 pickup에 유기 되는 전압은 비교적 균일하다.
pickup 코일에는 위치와 관계없이 같은 크기의 전압이 발생한다는 사실
은 상호인덕턴스로도 확인할 수 있다. pickup 코일과 급전 측의 a, b 두
코일 간의 상호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근사화할 수 있다.

(3)

(4)

여기서 는 편차 x를 전기각으로 환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따라서 pickup에 유기되는 전압은

(6)

두 코일 a, b에 흐르는 전류는 페이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7)

(6)로부터 유기전압은 위치에 따라 크기는 변하지 않고 위상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는 m=1인 경우 pickup에 유기되는 전압의
simulation 결과로 Dcl 만큼의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일정한 전압이 발
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cl = mw로 주어진다.

(a)

(b)

<그림 2> 2-상 구동형 급전 집전 코일과 유기전압의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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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상 인버터
  pickup에 코일이 하나만 있는 경우 각 부의 전압 전류 페이저는 그
림 3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2상 인버터의 한 상
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기 때문에 하드 스위칭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pickup의 코일을 다수로 두고 공간에 대칭적으로 배치
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때 급전 코일 각각에는 다수의 pickup 코일이
영향을 미치는데 2조의 x, y 코일을 w/2만큼 차이 나게 배치한 경우 급
전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난다. 두 코일에 의해 유
기되는 전압이 원주 상에 직각으로 놓인다.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은 x,
y 코일에 유기되는 두 전압V2ax, V2ay을 합성하여 얻어지는데 급전 전류
와 동상의 전압이 얻어진다. 따라서 급전 코일에는 pickup의 위치와 관
계없이 언제나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고 전력도 균등하게 배분된다.

<그림 3> pickup에 1개의 권선만 있는 경우의 페이저도

<그림 4> pickup에 2개의 권선을 둔 경우 급전 코일에 유기되는 전압

<그림 5> 급전 측 각 코일의 전압 전류 페이저 도

   2.3 Simulation result
제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imulation을 하였다. 그림 6(a)은

pickup에 1조의 코일만 설치한 경우고 그림 6(b)는 두 조를 설치한 경우

이다. pickup에 유기되는 전압은 위치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pickup에 한 조의 코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버터가 하드스위칭을 하는
상이 있으나 2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소프트 스위칭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6> Simulation 결과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무선충전에 적합한 무선전력전송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은 2-상 구동형 급전 코일에 의해 이동
자계를 만들어 집전 코일의 위치에 비교적 무관하게 무관하게 충전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무선충전 시스템 기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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